맑은 하늘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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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하늘과 맑은 풍경, 맑은 공기 속에 숨쉬는 아이들.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다. 아이들은 삼
삼오오 여럿이 큰 나무밑동을 둘러싼 채로 빙글빙글 돌고, 선생님은 흐뭇하게 바라보는 그림. 이
런 그림은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라마에서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 주인공의 행복한 유년시절을 그려내는 장면에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에 그런
풍경을 보기에는 쉽지 않다. 내가 13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그런 풍경은 TV속에서나 접했다. 대부
분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협소한 미끄럼틀과 모래 놀이터, 그리고 어린이들이 나갈 위험을
방지한 보호벽이나 키 큰 문들 뿐이었다. 요즘에는 야외체육을 할 때에도 사실상 자유로움이란
찾아보기 어렵다. 가끔 친구들이 이를 보이며 크게 웃을 때가 있는데 이때는 다른 친구가 우스꽝
스러운 몸짓을 하였을 때이다. 모든 걸 그대로 말하자면 5학년과 6학년, 현재가 ‘미세먼지’라는 말
을 제일 많이 들은 년도인 것 같다.
처음으로 ‘미세먼지’를 들은 때는 4학년(2016년도)~5학년인 것 같다. 처음 알게 된 계기와 미세
먼지와 나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었다. 체육시간, 일주일에 약 2번 정도 있었던 그 기대 충만한
시간에 ‘미세먼지’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다. 당시 보건실과 교무실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으로
인해 야외활동을 금하라고 메신저가 왔었다. 교실의 아이들은 메신저 내용을 받고, 전달해주신 선
생님을 원망하였고, 선생님께서는 미세먼지가 오는 이유와 미세먼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
다. 그때, 친구들의 표정은 너무 서운하고 시무룩해서 잊을 수가 없다. 몇몇의 체육을 좋아하다
못해 사랑하던 친구들은 자포자기한 표정이어서 매우 안쓰러웠다. 미세먼지의 비극은 거기서 끝
나지 않았다. 농작물에게 달라붙어 우리의 뱃속으로 들어왔고, 하늘은 노란기와 뿌연 먼지로 가득
찼다. 몇 일 동안은 뉴스에 웬만하면 외출은 자제하라고 방송되기도 하였다. 덕분에 아이를 키우

는 부모님들의 얼굴엔 걱정하는 기세가 역력하고, 아이들은 야외수업이나 활동의 여부를 자꾸 확
인하게 되었다. ‘마스크 꼭 끼고 다녀.’ 라는 새로운 소리로 아이들의 지겨움을 사게 되었기도 하
다. 미세먼지, 그리고 황사. 이것들이 조금씩 걷히면 이따금 머리도 말끔하고 날이 빠르게 느껴진
다. 특히, 푸른 하늘이 진풍경인 가을에는 하늘에 구름이 적어 보일 때에는 자주 연락하던 친구의
소식이 끊기듯, 심장이 내려앉고 기분이 축 쳐진다. 친구들이 자주하던 ‘쎄쎄쎄’ 의 노래가사처럼
‘푸른 하늘 은하수’를 가보고 싶어지기도 하며 한 편으로는 ‘어쩌다 이리 되었을까’ 하고 안쓰러워
진다. 파아란 하늘아래 나무그늘에서 돗자리 하나를 피고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쉬는건 나의
간절한 소망이자 꿈이 되었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의
7살 때의 기억 속 양재시민의 숲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밝은 빛, 그리고 푸른 하늘 아래서 뛰노
는 게 그리워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나는 오늘도 바라고 있고, 어제도 바랬고, 내일도 바랄 푸른 하늘을 기다린다.

